
2019년 7월  21일 연중 제16주일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1세대 3,388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26명 입니다. 

♬입당�2�����♬예물준비�217,�219�����♬영성체�497,�498�����♬파견�439성가번호

◈ 주임신부 : 조성광(바오로) 2128-0414                                         ◈ 보좌신부 : 김제동(사도요한) 2128-0418     

◈ 분원장수녀 : 황 프란치스 2128-0427(수녀원)                            ◈ 유치원 : 2128-0446                   ◈ 대건 한글학교 : 2128-0422

◈ 위령봉사회 : 99956-0215, 97353-5544, 99803-8838     ◈ 복지위원회 : 99679-9403  

화답송

(제 2-719호)

○�흠�없이�걸어가고,�의로운�일을�하며,�마음속�진실을�말하는�이,�함부로�

혀를�놀리지�않는�이라네.�◎

○�친구를�해치지�않으며,�이웃을�모욕하지�않는�이라네.�그는�악인을�업신

여기지만,�주님을�경외하는�이들은�존중한다네.�◎

○�이자를�받으려�돈놀이�않으며,�죄�없는�이를�해치는�뇌물�받지�않는다네.�

이�모든�것�행하는�그�사람,�영원토록�흔들림�없으리라.�◎

창세��18,1-10ㄴ제1독서 콜로��1,24-28제2독서 루카��10,38-42복 음

♣ 유아영세 : 7월 27일(토) 15시 소성당

  유아영세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 성전 보전 위원회 2차 설명회

  일시 : 7월 27일(토) 19시 & 28일(주일) 

  내용 : 현재까지 완료된 공사와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공사 현황

▶고등부 교리 교사 M.T

  일시 : 7월 19일(금)~21일(주일)

  장소 : Riviera de São Lourenço

▶소공동체장 회의 : 9시 11호실

▶M.E 임원 모임 : 12시 30분 12호실

▶향심 기도 모임 : 12시 30분 13호실

▶성소후원회 : 12시 30분 14호실

▶천상 은총의 어머니 꾸리아 월례회

  일시 : 12시 30분 3층 대회의실

▶오늘 점심 봉사 : 요아킴회      

  다음 점심 봉사 : 28일은 점심이 없습니다.

♠대건유치원 2학기 개원 

 일시 : 7월 22일(월) 오전 9시

♠거룩한 독서반 1기 나눔

  일시 : 7월 22일(월) 18시 3층 대회의실

  주제 : 레위기 1장~15장

♠7공동체 2반 모임 : 7월 22일(월) 18시 30분

  박성원(알베르또)댁 - Pinheiro

  R. Crist iano Viana 450 Salão de Festa 

♠주일학교 교사 피정

  일시 : 7월 27일(토)~28일(주일)

  장소 : São Carlos 피정의 집

  지도 : 유창선(요한)신부님

♠어머니회 도보 성지 순례

  일시 : 7월 27일(토) Ouro Fino, Minas Gerais

♠하늘의 문 꾸리아 월례회

  일시 : 7월 28일(주일) 12시 30분 13호실

♠대건 한글학교 개학 : 8월 3일(토) 9시

♠고등부 개학 : 8월 3일(토) 17시 3층 교실

♠주일학교 개학 

  일시 : 8월 4일(주일) 9시 미사와 함께

♠단체장 확대 회의 

  일시 : 8월 4일(주일) 12시 30분 극장

  

♣ 성체강복 및 성시간

  일시 : 8월 1일(목) 19시 미사 후 대성당

♣ 성모 신심 미사 : 8월 3일(토) 아침 7시

♣ 전 신자 특강 : 8월 8일(목) 저녁 미사 후

   강사 : 김민희(바오로)신부

  

 

 
    

 

쓰레기를 줄이면 쓰레기 버리는 비용도 절약하고, 

우리의 환경도 정화시켜 줍니다. 

Reduzir o lixo também economiza o custo na coleta. 
Limpa o nosso ambi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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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신자 교리반(한국어, 포어)을 개강하려고 

  합니다. 예비신자 봉헌카드에 입교 대상자 명단

  을 작성하시어 봉헌함이나 사무실 앞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공부를 원하시는 분이나 

  오랜 기간 쉬고 계셨던 분도 환영합니다. 

        

  

예비신자 교리반 입교 권면 

  

   일시 : 8월 10일(토)~11일(주일)

  장소 : São Carlos 피정의 집 

  대상 : 행동 단원 및 협조 단원

  강사 : 김민희(바오로)신부-대전레지아 담당

         조재국(요셉) - 대전 레지아 현 단장

         이진우(시몬) - 대전 레지아 전 단장

  문의 : 꾸리아   99938-2228 / 97951-1517

   

  

  

  

레지오 마리애 피정 

  

   선종하신 부친의 49주년을 맞이해서 익명

  으로 제대꽃 봉헌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소화 꽃꽂이회 알림 

     겟세마니 성당 묘지관리비를 미납하신 분이

     많습니다. 성당 사무실에 납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2019년도 관리비: R$430,00

 성당 묘지 관리비 납부 요청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8,1-10ㄴ

   그 무렵 주님께서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

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 보니 자기 앞

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

서 달려 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나리, 제가 나리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

치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발을 씻으

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제가 빵도 조금 가져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의 곁을 지나게 되셨으니, 원

기를 돋우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씀

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

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반죽하여 빵을 구

우시오.”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소 떼가 있는 데로 달려

가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

인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둘러 잡아 요리하였다. 아

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

다 그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을 시중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댁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1,24-28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

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라고 나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

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입니다. 그

런데 그 신비가 이제는 하느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

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 나타

난 이 신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성도들에

게 알려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

망이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

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

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38-42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

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

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

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

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

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

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

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신의 힘이 가장 세다고 자랑하는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사과만 한 이상한 

물건이 앞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힘센 헤라클레스님의 앞길을 방해하다

니. 참을 수 없어 에잇!” 하며, 그 이상한 물건을 툭 하

고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사과만 했던 그것이 어

느새 수박처럼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라? 이게 나

를 놀리네?” 어느새 흥분한 그는 다시 힘껏 발로 차버

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위만큼 커져 버렸습니

다. 더욱 열이 오른 헤라클레스는, 이번에는 커다란 쇠

몽둥이를 그것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헤라클레스가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주체할 수 없을 만

큼 커져 버려, 어느새 길목을 꽉 막아버리게 되었습니

다. 그렇게 흥분한 그 앞에 아테네 여신이 나타났습니

다. 그녀가 그 이상한 물건을 향해 웃으며 노래를 들려

주자, 순식간에 원래 크기로 돌아가 툭 떨어지는 것이

었습니다. 놀란 헤라클레스가 여신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테네 여신이 웃

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논쟁과 불화의 정령이라서 가

만히 놓아두면 별것 아니지만, 이것과 싸우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버린답니다.”

  세상이 빠르게 돌아갈수록 화가 많아지고, 참을성

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화가 날 상황에서

는 일단 입을 닫아봅시다. 그리고 나중에 속에 넣어 둔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면 어느새 작아져 있거나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화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지만, 

또한 자꾸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성을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 없이, 어디서

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1티모 

2,8) “사랑은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1코린 13:5)

Um dia, Hércules, que se gabava dizendo que era 

o mais forte entre todos, estava andando por um 

beco estreito e se deparou com um objeto estranho 

do tamanho de uma maçã caído à sua frente. “Está 

interferindo o caminho do Hércules, o mais forte do 

mundo. Eu não suporto isso!” dizendo isso, chutou 

o objeto com os pés. Então, o objeto que tinha o 

tamanho de uma maçã cresceu até ficar do tamanho 

de uma melancia. “O que? Está brincando comigo?” 

Nervoso, chutou novamente. Desta vez, o objeto 

cresceu tanto que ficou do tamanho de uma rocha. 

Hércules, ainda mais nervoso, pegou uma grande 

barra de ferro e girou em direção ao objeto. No 

entanto, quanto mais fazia isso, o objeto crescia 

i n c o n t r o l a v e l m e n t e ,  c h e g a n d o a  b l o q u e a r 

completamente o seu caminho pelo estreito beco. 

Diante dele nervoso, apareceu a deusa Atenas. Ela 

começou a rir e cantarolar diante do objeto 

estranho, e então, o objeto rapidamente voltou ao 

seu tamanho original caindo no chão. Hércules 

ficou surpreso e perguntou a deusa: “O que é isso?” 

A deusa Atenas riu e disse: "Este é o espírito da 

controvérsia e discórdia, não é grande coisa se você 

o mantiver quieto, mas se você lutar contra ele, ele 

crescerá mais do que você pode aguentar." 

É triste quando percebemos que quanto mais 

rápido o mundo gira ao nosso redor, as pessoas 

acabam ficando mais nervosos e impacientes. Em 

uma situação de raiva, devemos nos manter 

calados. E mais tarde, quando se abrir novamente 

sobre aquela história que havia guardado dentro de 

você, vai perceber que estará muito menor ou terá 

até esquecido. A raiva pode ser esquecida 

facilmente, mas quanto mais você toca nela, maior 

ele fica. "Quero, pois, que, em toda parte, os homens 

orem, erguendo mãos santas, sem ira nem contenda." (1 

Tm 2,8) "O amor é não se encoleriza, não leva em conta o 

mal sofrido." (1 Cor 13, 5)

영성의 향기

싸우면 더 커지는 것은?

O que cresce quando brig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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